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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so 가스 누출 사태 후의 귀가 

자주 묻는 질문들(FAQ) 

 

본 정보지에는 앨리소 캐년 저장소(Aliso Canyon Storage Facility) 천연 

가스 누출 사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이 가스 누출로 인해 악취(유황 냄새)와 건강상의 

문제를 겪어 Porter Ranch 지역에서 다른 임시 거처로 옮겨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1.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한가요? 
주민들은 주정부 당국이 누출 가스정이 완전히 차단되었고,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건강상의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을 것이라고 확정하면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국(공중 보건)은 누출 가스정 차단 후 악취 및/또는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화학 물질 배출량이 더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Porter Ranch 지역의 대기 질과 건강 실태를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대기질 점검 데이터와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한편, 

건강 보호를 위한 필요한 모든 조취를 취할 것입니다. 
 

2. 보건국은 Porter Ranch 의 토양과 식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보건국은 여타 기관들과 함께 Porter Ranch 지역의 상태를 복원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양과 실외 표면 
메탄과 주민들이 염려하는 화학물질은 가스입니다. 이들 물질이 토양에 

정착되거나 토양을 오염시키지는 않지만 최근 누출 가스정 부근에서의 시추 

작업으로 인한 "유성 잔류물"에 관해 주민들이 염려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유성 잔류물이 묻은 것처럼 보이는 과일이나 채소 그리고 모든 표면과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성 잔류물이 묻은 식품이나 어느 표면을 보면  

SoCalGas에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직원을 보내 점검 후 필요하다면 청소를 할 

것입니다. 

식수 

Porter Ranch 의 식수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가스 누출로 인한 

영향은 없습니다. 식수에 관해 우려사항이 있으면 로스앤젤레스 DWP 와 

의논해야 합니다. 수영장은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스 누출로 인한 배출 가스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있는 연못이나 양어지는 산도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 집에 아직도 가스 냄새가 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스 누출이 차단된 이후에는 집안에 가스 냄새가 계속 날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썩은 계란", "마늘 냄새", "스컹크 비슷한 냄새" 또는 다른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냄새 제거를 위해 문이나 창문을 열어 놓거나 선풍기를 

틀어 집안을 환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도 냄새가 계속 난다면 냄새 

출처를 조사할 수 있도록 SoCalGas 와 AQMD 에 즉시 연락하십시오. 

 
  

 

중요 고지 사항 

 단기적인 건강상의 문제는 

가스 배출이 계속 감소되는 

대로 나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종보건국은 가스 누출이 

차단된 후에도 실외 대기질을 

계속 조사할 것입니다. 

 유성 잔류물 또는 가스 냄새가 

계속 나면 SoCalGas로 

신고하십시오. 

 

상세 정보 연락처 

Los Angeles County 

공중보건국(Department of Public 

Health) 888-700-9995 

http://publichealth.lacounty.gov/ 
 

남부해안대기질관리지구 
(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AQMD) 
http://www.aqmd.gov/ 
1-800-CUT-SMOG (1-800-288-7664) 

Los Angeles County 소방국(Fire 

Department) 323-881-2411 
http://www.fire.lacounty.gov/ 
 

Los Angeles 수도전력국 

(Department of Water and Power, 

DWP)  
1-800-DIAL-DWP (1-800-342-5397) 

https://www.ladwp.com/ 
 

남가주 가스 회사(Southern 

California Gas Company, 
SoCalGas) 818-435-7707 
https://www.socalg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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